
제 2 과 [단어원본]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 fashion 유행하는 31 clash 충돌하다

2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32 skip
1. 깡충깡충 뛰다 2. 거르다

3. 건너뛰다, 생략하다

3 trend 동향, 추세 33 select 선택하다

4 current 현재의, 지금의 34 opposite
(보통 마주 보고 있는 둘

중) 다른 편[쪽]의

5 create 창조하다 35 pay attention to ~에 주목하다

6 figure
1. 수치 2. 숫자 3. 인물 4.

사람[모습]
36 striped 줄무늬가 있는

7 pop into one’s head 머리에 떠오르다 37 casual 평상시의, 캐주얼한

8 charm
1. 매력 2. 부적 3. 마술, 주

문
38 denim 데님(청바지 용의 푸른 천)

9 individuality 개성, 특성 39 leather 가죽

10 signature 1. 서명 2. 특징 40 cardigan 카디건

11 experiment
(새 아이디어·방법 등을) 실

험하다
41 layer 층, 겹, 켜

12 as for ~에 대해 말하자면 42 keep ~하게 유지하다

13 go well with ~과 잘 어울리다 43 mix 섞다

14 avoid 피하다 44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15 realize 깨닫다 45 outfit 옷, 차림새, 복장

16 shade 음영 46 every single day 매일

17 eventually 결국 47 look
1. 보기, 봄 2. 표정 3. 겉모

습 4. ~처럼 보이다

18 certain 특정한 48 develop 개발하다

19 various 다양한 49 frame 1. 틀 2. 뼈대 3. 안경테

20 suit
1. ~에게 편리하다 2. (옷,

색상 등이) 어울리다
50 rather 1. 꽤 2. 오히려, 차라리

21 discover 발견하다, 찾아내다 51 angular 1. 앙상한, 여윈 2. 각이 진

22 useful 유용한 52 square
1. 정 사각형 모양의 2. 정

사각형 3. 광장

23 combine 결합하다 53 decision 결정

24 analogous 유사한 54 in terms of ~면에서

25 complementary 상호보완적인 55 material 물질

26 elegant 우아한 56 expressive
(생각·감정을) 나타내는, 표

정[표현력]이 있는

27 bold
1. 용감한, 대담한 2. 선명

한, 뚜렷한
57 hide 감추다, 숨기다

28 impression
1. (사람, 사물로부터 받는)

인상 2. 감명
58 strict 엄격한

29 tricky 까다로운 59 as a whole 전반적으로

30 result in ~을 야기하다 60 located ~에 위치한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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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low 아래에

62 sea level 해수면

63 form 방식

64 muddy 진흙투성이인

65 wooden 나무로 된

66 tool 도구

67 soul 1. 영혼 2. 사람

68 a series of 일련의 ~

69 basis 1. 기반, 기초 2. 근거

70 come up with 만들어내다

71 originally 원래

72 seal 바다표범

73 constant 끊임없는

74 water resistance 내수성

75 modern 현대의

76 necessity 1. 필요(성) 2. 필수품

77 a variety of 다양한

78 route
1. 길 2. (버스 등) 노선 3.

(어떤 일을 달성하는) 경로

79 wear -복

80 trendy 유행하는

81 fabric 직물, 천

82 seem to 동사 ~처럼 보이다, ~인 것 같다

83 ruler
1. 지배자 2. (길이 측정에

쓰는) 자

84 spread 퍼뜨리다

85 saying 속담

86 necessity 1. 필요 2. 필수품

87 invention 발명

88 make sense
1. 의미가 통하다[이해되다]

2. 타당하다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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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원본 - 한글Test]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in fashion 31 clash

2 tend to 32 skip

3 trend 33 select

4 current 34 opposite

5 create 35 pay attention to

6 figure 36 striped

7 pop into one’s head 37 casual

8 charm 38 denim

9 individuality 39 leather

10 signature 40 cardigan

11 experiment 41 layer

12 as for 42 keep

13 go well with 43 mix

14 avoid 44 create

15 realize 45 outfit

16 shade 46 every single day

17 eventually 47 look

18 certain 48 develop

19 various 49 frame

20 suit 50 rather

21 discover 51 angular

22 useful 52 square

23 combine 53 decision

24 analogous 54 in terms of

25 complementary 55 material

26 elegant 56 expressive

27 bold 57 hide

28 impression 58 strict

29 tricky 59 as a whole

30 result in 60 located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2 과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61 below

62 sea level

63 form

64 muddy

65 wooden

66 tool

67 soul

68 a series of

69 basis

70 come up with

71 originally

72 seal

73 constant

74 water resistance

75 modern

76 necessity

77 a variety of

78 route

79 wear

80 trendy

81 fabric

82 seem to 동사

83 ruler

84 spread

85 saying

86 necessity

87 invention

88 make sense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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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한글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alize 31 located

2 opposite 32 water resistance

3 tend to 33 avoid

4 charm 34 layer

5 rather 35 tool

6 leather 36 material

7 analogous 37 bold

8 necessity 38 individuality

9 result in 39 trend

10 useful 40 spread

11 figure 41 a variety of

12 pop into one’s head 42 hide

13 below 43 decision

14 select 44 signature

15 fabric 45 wear

16 casual 46 seal

17 necessity 47 suit

18 soul 48 square

19 come up with 49 discover

20 denim 50 combine

21 develop 51 clash

22 in fashion 52 impression

23 certain 53 form

24 make sense 54 muddy

25 striped 55 constant

26 ruler 56 wooden

27 basis 57 expressive

28 invention 58 angular

29 complementary 59 as for

30 saying 60 cardigan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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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영어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깨닫다 31 ~에 위치한

2
(보통 마주 보고 있는 둘

중) 다른 편[쪽]의
32 내수성

3 ~하는 경향이 있다 33 피하다

4
1. 매력 2. 부적 3. 마술, 주

문
34 층, 겹, 켜

5 1. 꽤 2. 오히려, 차라리 35 도구

6 가죽 36 물질

7 유사한 37
1. 용감한, 대담한 2. 선명

한, 뚜렷한

8 1. 필요(성) 2. 필수품 38 개성, 특성

9 ~을 야기하다 39 동향, 추세

10 유용한 40 퍼뜨리다

11
1. 수치 2. 숫자 3. 인물 4.

사람[모습]
41 다양한

12 머리에 떠오르다 42 감추다, 숨기다

13 아래에 43 결정

14 선택하다 44 1. 서명 2. 특징

15 직물, 천 45 -복

16 평상시의, 캐주얼한 46 바다표범

17 1. 필요 2. 필수품 47
1. ~에게 편리하다 2. (옷,

색상 등이) 어울리다

18 1. 영혼 2. 사람 48
1. 정 사각형 모양의 2. 정

사각형 3. 광장

19 만들어내다 49 발견하다, 찾아내다

20 데님(청바지 용의 푸른 천) 50 결합하다

21 개발하다 51 충돌하다

22 유행하는 52
1. (사람, 사물로부터 받는)

인상 2. 감명

23 특정한 53 방식

24
1. 의미가 통하다[이해되다]

2. 타당하다
54 진흙투성이인

25 줄무늬가 있는 55 끊임없는

26
1. 지배자 2. (길이 측정에

쓰는) 자
56 나무로 된

27 1. 기반, 기초 2. 근거 57
(생각·감정을) 나타내는, 표

정[표현력]이 있는

28 발명 58 1. 앙상한, 여윈 2. 각이 진

29 상호보완적인 59 ~에 대해 말하자면

30 속담 60 카디건

영어 비상 (홍민표)

https://likasuni.tistory.com/



제 2 과 [단어Test - 한영쓰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alize 31 located

2 opposite 32 water resistance

3 tend to 33 avoid

4 charm 34 layer

5 rather 35 tool

6 가죽 36 물질

7 유사한 37
1. 용감한, 대담한 2. 선명

한, 뚜렷한

8 1. 필요(성) 2. 필수품 38 개성, 특성

9 ~을 야기하다 39 동향, 추세

10 유용한 40 퍼뜨리다

11 figure 41 a variety of

12 pop into one’s head 42 hide

13 below 43 decision

14 select 44 signature

15 fabric 45 wear

16 평상시의, 캐주얼한 46 바다표범

17 1. 필요 2. 필수품 47
1. ~에게 편리하다 2. (옷,

색상 등이) 어울리다

18 1. 영혼 2. 사람 48
1. 정 사각형 모양의 2. 정

사각형 3. 광장

19 만들어내다 49 발견하다, 찾아내다

20 데님(청바지 용의 푸른 천) 50 결합하다

21 develop 51 clash

22 in fashion 52 impression

23 certain 53 form

24 make sense 54 muddy

25 striped 55 constant

26
1. 지배자 2. (길이 측정에

쓰는) 자
56 나무로 된

27 1. 기반, 기초 2. 근거 57
(생각·감정을) 나타내는, 표

정[표현력]이 있는

28 발명 58 1. 앙상한, 여윈 2. 각이 진

29 상호보완적인 59 ~에 대해 말하자면

30 속담 60 카디건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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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 [단어Test - 정답지]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1 realize 깨닫다 31 located ~에 위치한

2 opposite
(보통 마주 보고 있는 둘

중) 다른 편[쪽]의
32 water resistance 내수성

3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33 avoid 피하다

4 charm
1. 매력 2. 부적 3. 마술, 주

문
34 layer 층, 겹, 켜

5 rather 1. 꽤 2. 오히려, 차라리 35 tool 도구

6 leather 가죽 36 material 물질

7 analogous 유사한 37 bold
1. 용감한, 대담한 2. 선명

한, 뚜렷한

8 necessity 1. 필요(성) 2. 필수품 38 individuality 개성, 특성

9 result in ~을 야기하다 39 trend 동향, 추세

10 useful 유용한 40 spread 퍼뜨리다

11 figure
1. 수치 2. 숫자 3. 인물 4.

사람[모습]
41 a variety of 다양한

12 pop into one’s head 머리에 떠오르다 42 hide 감추다, 숨기다

13 below 아래에 43 decision 결정

14 select 선택하다 44 signature 1. 서명 2. 특징

15 fabric 직물, 천 45 wear -복

16 casual 평상시의, 캐주얼한 46 seal 바다표범

17 necessity 1. 필요 2. 필수품 47 suit
1. ~에게 편리하다 2. (옷,

색상 등이) 어울리다

18 soul 1. 영혼 2. 사람 48 square
1. 정 사각형 모양의 2. 정

사각형 3. 광장

19 come up with 만들어내다 49 discover 발견하다, 찾아내다

20 denim 데님(청바지 용의 푸른 천) 50 combine 결합하다

21 develop 개발하다 51 clash 충돌하다

22 in fashion 유행하는 52 impression
1. (사람, 사물로부터 받는)

인상 2. 감명

23 certain 특정한 53 form 방식

24 make sense
1. 의미가 통하다[이해되다]

2. 타당하다
54 muddy 진흙투성이인

25 striped 줄무늬가 있는 55 constant 끊임없는

26 ruler
1. 지배자 2. (길이 측정에

쓰는) 자
56 wooden 나무로 된

27 basis 1. 기반, 기초 2. 근거 57 expressive
(생각·감정을) 나타내는, 표

정[표현력]이 있는

28 invention 발명 58 angular 1. 앙상한, 여윈 2. 각이 진

29 complementary 상호보완적인 59 as for ~에 대해 말하자면

30 saying 속담 60 cardigan 카디건

영어 비상 (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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